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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 

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만의 스마트폰 시스템에서 증강현실(AR)을 이용하여 지리정보 및 
카메라 화면을 이용한 지리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한다.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어플

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리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많아지고 있으며, 카메라 기반의 영상정

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확대 되었기 때문에, 증강현실과 지리정보를 연결한 캠퍼스 정보 
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. 본 논문에서 개발한 증강현실 기반의 안드로이드 캠퍼스 
정보 서비스 시스템은 사용자들의 개별 수업 시간표 정보와 연동하여 학생들이 제 시간에 강의실 
및 그룹 토론장소, 회의장소등의 시간, 지리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
구현하였다. 본 논문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캠퍼스 강의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
본다. 

 

1. 서론 

증강현실(Augmented Reality, 이하 AR)이란 사용자

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

는 기술이다.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
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줌으로 혼
합현실(Mixed Reality, MR)이라고도 한다. 현실환경과 
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 시스템(hybrid 
VR system)으로 1990 년대 후반부터 미국, 일본을 중
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[1][2][3]. 최근에, 
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
영체제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되면서, 
스마트폰 사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증강현실 서비스

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다. 
증강현실 엔진인 Mixare 는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

오픈소스중 하나로써, 안드로이드에서 누구나 손쉽게 
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 엔진이다. Mixare 는 위도와 
경도 값을 사용하여, 해당 위치 주변의 정보를 웹 api 
에서  검색하여서 전철 역 또는 SNS 의 정보를 마커

로 생성 카메라 화면에 뿌려 주는 역할을 하는 증강

현실 엔진이다. 
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시스템에

서 Mixare 엔진을 활용항 증강현실 기반의 캠퍼스 정
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

고찰해본다. 본 논문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
증강현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지리정보만

을 활용한 위치 기반 서비스보다 보다 풍부하고 직관

적인 정보를 잘 전달해 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. 
 

2. 증강현실 기반의 캠퍼스 서비스 시스템  

2.1 Mixare 
 

믹사리 엔진은 그림 1 과 같은 패키지단위의 구조

를 취하고 있다. 4 개의 하위 패키지에서 생성된 값을 
기반으로 부모인 Mixare 패키지의 구동이 이루어진다. 
각 패키지에는 1~11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패키지

단위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한다. 

 

그림 1 Mixare 구조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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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xare data 패키지의 구성은 그림 2 과 같이 4 개의 
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.  data 패키지에서 주로 다루

는 data 로는 Mixare 자체 URL 인 OWNURL 과 Twitter, 
Buzz, WikiPedia, OpenStreetMap 이 있으며 각 api 에 위
치정보를 전달하여 현재 위치 주변에 해당하는 정보

를 JSON 또는 XML 형식으로 전달 받는다. 
 

 

그림 2 Mixare data 패키지 구성도 

2.2 애플리케이션 구성 
 
본 논문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

HUFSAR 이다. HUFSAR 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

져 있다. 첫 번째 부분은 Mixare 증강현실과 캠퍼스 
정보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며, 두 번째 부분은 캠퍼

스 이용자의 시간표를 구성하고 Mixare 증강현실 및 
Timeline 과 연동하여 캠퍼스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부
분이다.  

 
2.2.1 Mixare 엔진 Interface 
 

HUFSAR 의 구조도는 그림 3 과 같다. Mixare 의 상
위 액티비티(Prj1)를 추가하여 메인 액티비티로 선언

한다. Prj1 에는 timetable 과 하위 tablesetting 액티비티

를 연결하여 시간표를 입력 받고 여기서 입력 받은 
시간표 정보를 안드로이드의 SQLite3 를 통해 
DataBase(이하 DB)화 하고 만들어진 DB 를 Mixare 의 
시작 액티비티인 MixView 에 연결한다. Mixare 에서는 
넘어온 DB 의 값과 현재 요일, 시간을 비교하여 마커

에 값을 할당한다. 비교 후 생성된 마커와 다른 위치 
정보에 대한 마커를 MixView 액티비티를 통해 카메

라 뷰에 출력한다. 이 때 생성된 마커에 대한 목록은 
MixList View 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. 
MixMap 액티비티에서는 생성된 마커를 Google maps
의 화면에 오버레이형식으로 표시한다. 

 

 

그림 3 HUFSAR 구조도 

학교 건물별 위치정보를 Mixare 를 통해 표시하기 
위해 소스들을 수정한다. 아래의 소스들은 값을 표시

하기위해 주요하게 수정되는 부분이다. 이 외의 다른 
수정은 생략한다. 
l MixView.java : Mixare 의 메인 액티비티로 초기화, 

메뉴 설정 UI 설정 등이 가능하다. 
l DataSource.java : 데이터 포맷을 넘겨 받아 이미지

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. 
l JSON.java : Mixare 내, 외부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

JSON 형식을 통해 파싱하여 각각의 마커객체를 할
당한다. 

l Marker.java: 각종 마커들의 부모 클래스로 하위 
Marker 클래스(POIMarker, SocialMarker)의 파라미터

를 받아 화면에 마커를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. 
l POIMarker.java: JSON.java 에서 분류된 값과 

DataSource.java 의 이미지를 실제 카메라 뷰에 그
려주는 역할을 한다. 

 
2.2.2 시간표 구성 

 
시간표는 그림 4 의 구조도와 같이 Prj1, timetable, 

tablesetting, database 로 구성되어 있다.  각각의 클래

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 
 

 

그림 4 시간표 구조도 

l Prj1: 시간표의 메인클래스이다. Database 클래스 
호출을 통해 DB 를 생성하거나 만들어진 DB 를 
파일입출력을 통해 assets 폴더에서 안드로이드 
내부의 data 폴더에 설치하는 역할을 한다. 3 개의 
버튼(시간표만들기, 시간표삭제, 증강현실) 이 존
재하며 시간표만들기 호출시 DB 의 SaveTable 을 
검색하여 저장된 DB 가 있을 경우 DB 의 name
을 TimeTable 클래스에 인텐트 변수로 넘겨주어 
불러오기를 실행하고 DB 가 없을 경우 TimeTable
에 새로운 table 을 생성한다. 시간표 삭제버튼을 
누르면 DB 의 savetable 에 있는 값을 delete 하여 
시간표를 초기화 한다. 증강현실 버튼은 MixView 
액티비티 호출을 통해 Mixare 와의 연결을 수행

한다. 
l TimeTable: 사용자가 시간표를 입력하고 확인하

는 클래스이다. 각 시간표는 텍스트뷰에 터치리

스너를 등록하여 구현하였다. TimeTable 클래스가 
호출되면 처음 호출인지 불러오기인지를 판단하

여 DB 의 savetable 과 timetable 에 접근한다. 불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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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기의 경우 savetable 에 저장된 값을 timetable 에 
insert 하여 이미 입력된 시간표를 보여주고 첫 실
행일 경우는 timetable 에 값을 입력받을 준비를 
하게된다. 저장과 종료를 안드로이드의 컨텍스트

메뉴를 통해 이루어지며 디바이스의 메뉴키를 통
해 쉽게 접근 가능하다. 각 텍스트뷰를 클릭하여 
시간표를 입력 시 Tablesetting 클래스를 호출하여 
과목명과 강의실을 입력받는다. 

l TableSetting: Timetable 클래스에서 개별 텍스트 뷰
의 시간과 요일 값을 인텐트로 전달 받아서 과목

명과 강의실을 입력 받을 수 있는 액티비티를 보
여준다. 4 개의 EditText 와 3 개의 버튼(뒤로가기, 
저장, 삭제)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 개의 
EditText 에 과목명과 강의실을 입력 받는다. 나머

지 2 개는 TimeTable 에서 전달 받은 인텐트 값이 
채워진다. 뒤로가기 버튼은 현재 수행한 작업을 
저장하지 않고 TimeTable 클래스로 돌아가게 되어 
있고 저장버튼을 클릭시 DB 의 timetable 에 변경

된 값을 SQL 의 update 구문을 통해 저장한다. 삭
제는 반대로 DB 의 timetable 에서 해당하는 값을 
delete 구문을 통해 삭제한다. 

l Database: Prj1 에서 처음 DB 생성 시 호출하는 클
래스로 테이블 생성과 삭제를 담당한다. 다만 사
용의 편의를 위해 db 를 외부에서 정의 후 파일 
입출력을 통해 불러서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
있기 때문에 해당클래스는 DB 사용을 위한 정의

용 클래스로 사용되고 있다. 
 
시간표 DB 는 timetable 과 savetable 이 두 개의 

table 로 구성되어있다. 굳이 2 개의 ta 테이블을 사용한 
이유는 data 의 변경시 어느 한쪽의 data 가 변경이 되
더라도 다른 쪽의 data 를 유지하여 data 손실의 문제

를 줄이기 위함이다. 또한 savetable 에 name 필드의 추
가로 추후 복수의 시간표가 필요할 경우 손쉽게 추가

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. 각각의 테이블은 다음과 
같이 필드가 할당되어 있다.  

 
l timetable: time, classroom, day, contents 
l savetable: name, time, classroom, day, contents 

 
savetable 의 name 필드를 제외한 전 필드는 양쪽 테

이블 모두 같은 정보를 지닌다.시간표에서 만들어진 
DB 를 MixView 에서 호출한 후 안드로이드의 
Calendar 로 날짜와 시간정보를 받아 DB 에서 현재 시
간의 과목과 강의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조
회된 값을 JSON 클래스의 수정된 파라미터로 넘겨주

어 마커에 시간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 
 

3. 결과  

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2 초간의 스플래시 이미

지 이후 그림 5 과 같은 메인화면(Prj1)을 볼 수 있다. 
메인에서 증강현실 버튼을 누르면 그림 6 과 같이 학
교각 건물의 위치와 방향 거리가 화면에 표시된다. 
실내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공학관의 

GPS 좌표로 고정 시켜 놓은 상태이다. 시간표에 입력

된 값에 따라 본관 마커의 텍스트 박스에 215 호 test
과목이 표기되고 나머지 건물에는 건물명과 거리만 
표시되는 모습이 확인된다. 이 상태에서 GPS 가 가동

되는 외부 환경 실험을 실시하였다 초기 고정되어 있
던 위치에서 외부 위치로 이동하여 보았다. 이동한 
위치는 공학관에서 190 미터 정도 아래로 내려온 상
태이다. 실내에서 나오지 않았던 공학관의 위치가 나
타났고 본관 및 어문관의 거리 정보가 100 미터 이상 
증가된 것이 확인된다.  

실험 결과 입력된 위치정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
마커가 생성되는 것과 현재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마
커의 거리 및 위치정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

할 수 있었다. 또한 입력한 시간표의 정보 또한 시간

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시간표의 정보로 변경되는 것 
역시 확인하였고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도 정상 동작

하였다. 
 

 

그림 5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

 

 

그림 6 증강현실 결과 화면 

4. 결론  

HUFSAR 의 구현을 통해 자바 및 안드로이드 기반

의 증강현실 서비스를 구현하였다. 다만 현재 
HUFSAR 은 학교 건물의 이미지와 시간표 정보등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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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한 정도만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정적이고 
표시되는 정보 또한 상용화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

에 비해 매우적다.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
GoogleMaps 또는 OpenStreet 의 정보를 직접 연결하여 
학교뿐이 아닌, 도시 주요건물이나 까페를 검색하는 
등 검색범위를 점차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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